
쓰레기는 시에서 지정한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버리는 날 8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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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CD・ DVD 디스크 

     이불은 끈으로 묶는다                   소량의 나무 가지 

이불카바에 자크는 분리 

           고무종류 

(분리수집 팻트병, 분리수집용기는 뺀다)          스치로폼     석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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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할 수  없는 

쓰레기 

(처리 곤란한 것) 

※위험물・유해물질은 버리시면 안됩니다.  

                      바테리        카본가스  농기계 

폐기름 페인트 농약  콘크리트. 자갈 

      기계부품      건축목재  카트리지     소화기     타이어                   

산업에사용한 

쓰레기 

(산업계 일반폐기물) 

(산업페기물) 

산업에 사용한 쓰레기는 버리시면 안됩니다 
(과거에 사용한 물건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특별관리, 일반폐기물(감염성을 포함)또는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은 청소센타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전문 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주십시오. 

대량의 

쓰레기 

이사. 대청소 등으로 인한 대량의 쓰레기는 버릴 수 없습니다. 
청소센터에 사전에 연락을하여, 지정된 날을 확인한 다음 운반(무료) 이나  

 시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업자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의뢰(유료)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전제품 리사이클  

법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 

(뒷면 참조) 

TV.에어콘,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의료건조기는 

 버릴 수 없습니다. 
(분해한 부품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처리방법은 뒤면을 보십시오. 

처리할 때는 리사이클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브라운관 액정 TV    에어컨    냉동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분리가 안된 

쓰레기 

규칙위반 씰을 쓰레기에 붙입니다.분리해서 다시 버리십시오. 

분리방법을 모르실 경우 생활 환경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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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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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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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월 ５월 ６월 ７월 ８월 ９월 １０월 １１월 １２월 １월 ２월 ３월 

13・27 18 1・29 13・27 10・31 28 12・26 16・30  4・18 1・15・29 28 
 
 
 
 

소형가전제품 
(컴퓨터 제외) 

 
 

(팬히터 스토브는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고 탱크를  뺀 다음 
거꾸로해서 버리십시오.)            유리사기그릇、 

칼 
거울 우산 가정용프린터 자전거

컴퓨터는 데타를 제거해서 청소센터에 가지고 가십시오 
유리 도자기 칼등은 종이나헝겊에 싸서 위험방지를 해서 버리십시오. 

건전지나 충전기 ,밧테리는 분리해서 버리십시오 

.팬히터, 스토브, 사용한 라이터를 버리는 방법은 

뒷면을 확인하십시오. 

탄산가스 카트리지는 버릴 수 없습닏다  

처리방법은 생활환경과에 문의 하십시오. 

종
이
팩 

４월 ５월 ６월 ７월 ８월 ９월 １０월 １１월 １２월 １월 ２월 ３월 

13 18 15 13 10 14 12 16 14 18 15 14 

①씻는다  ②잘라서 펼친다 ③ 말린다 ④ 하나로 정리한다 ⑤버린다                  〇대상 
종이팩(우유, 술, 주스등 종이팩)  

안쪽이 은색(알류미늄) 종이팩 

식
판 

용
기 

４월 ５월 ６월 ７월 ８월 ９월 １０월 １１월 １２월 １월 ２월 ３월 

27  1・29 27 31 28 26 30   1・29 28 

①부착된스티커를 제거한다   ② 씻는다   ③ 말린다     ④버린다 〇대상 
.고기, 생선, 과일 등의 용기 

.낫도용기※이쑤시개로 가볍게 쿡 찌르면  쑥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흰색용기       색깔있는용기 

 
 
무늬가 있는용기 

 
 

낫또용기 

페
트
병 

４월 ５월 ６월 ７월 ８월 ９월 １０월 １１월 １２월 １월 ２월 ３월 

6・20 11・25 8・22 6・20 3・24 7・21 5・19 9・23 7・21 11・25 8・22 7・21 

①두껑과라벨을 제거한다. ②씻는다       ③ 가볍게밞아서 공기를 뺀다    ④ 지정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수집하는 팻트병은     마크가 부착된것만 가능합니다． 색이 있는 팻트병도 대상입니다)   

마크는 라벨부분이나 펫트병밑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의두껑이나 라벨은 가연물 버리는 날 버리세요  

.물서버나 물통은 팻트병으로 버리시면 안됩니다. 처리방법은 생활환경과에 문의하십시오.     

.염화비닐병이나   마크가 붙어있는 것은 가연물 버리는 날 버리세요 

캔 

４월 ５월 ６월 ７월 ８월 ９월 １０월 １１월 １２월 １월 ２월 ３월 

6 11 8 6 3 7 5 9 7 11 8 7 

   부탄가스 

   스프레이 캔은 

     다 사용한 다음 

    구멍을 낸다 

 〇대상  .주스. 맥주 등 음료캔  
.통조림  
우유, 과자캔      

 .페인트스프레이스캔, 부탄가스 

내용물을 버리고 끼씃하게 씻어주십시오 

.플라스틱 두껑은 가연물과 같이 버리세요 

.큰캔(13cm가 넘는 캔) , 더러운 캔은 불연물 버리는 날 버리세요 

.판단이 어려울때는 불연물 버리는 날 버려주세요 

. 탄산가스 카트리지는 버리시면 안됩니다.처리방법은 환경과문의 하십시오. 

병 

４월 ５월 ６월 ７월 ８월 ９월 １０월 １１월 １２월 １월 ２월 ３월 

20 25 22 20 24 21 19 23 21 25 22 21 

※투명한 병과 색이 있는 병은

분리해서 전용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투명한병   박스에 가득채우지 말고 8 부정도로

넣고 

           옆으로  눕혀서 넣어 주십시오 

 

〇대상  •조미료병   

•화장품병  
              •음료수병,  

•매실주병 
•약병 

.내용물을 버린다음 잘 헹구어 주십시오。 

.색구별은 병입구에 색으로 판단하세요. 입구가 투명하면  전체가 색이
들어있어도 투명한 병입니다. 

 .금속두껑은 불연물버리는날,풀라스틱두껑은 가연물로 버리십시오. 

.깨진병,우유병,유리 도자기등은 위험을 방지한후 불연물로 버리십시오. 

・깨진병、우유병은 위험방지를 해서、불연물 버리는 날 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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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월 ９월 １２월 ３월 대형쓰레기 불연물 대형쓰레기 

목재가구 

 

 

금속제가구 화장대  전기카펫트 

가연물 대형쓰레기 

융단카펫트               매트리스      소파 
 

 

스프링이 들어  있는 매트리스는 버릴 수 없습니다. 

스프링, 스폰지,헝겁을 분리하여 청소센타에가지고 가십시오.  

불가능 할 때에는 구입하신 가게나  

전문업자에게 처리를 부탁하십시오 

15 14 14 14 

형광등•수은을사용한제품 

 

대형광등    수은제품  수은혈압계 

깨지지 않도록 구입한  박스에 넣어서 지정봉추에

넣어서버리세요 

※깨졌을 경우에는 위험방지를 해서 신문에 싸서 

버리십시오 

 

.나무가지는 직경 5cm 이내,길이 1m 이내로 하여 말려서 

버려주십시오. 이 이상 큰 나무나 나뭇가지는 청소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빼서 버리십시오. 

.금속이 붙어 있는데 분리가 안될 때에는 불연물로 

버리십시오. 

.의류나 가죽제품은, 가죽종류 회수 박스에 버려주십시오 

.신문지나 잡지는 폐품이나 패지회수 스테이션에 

버려주십시오. 

◼건전지 (알카리, 만간)  

쓰레기 수집장소에 있는 건전지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충전기, 버튼 전지, 자동전용 밧데리 

수집이 않됩니다. 본체를 분리해서 리사이클 

협력점에 주십시오.  

※청소차에서 화재의 가능성이 있으니 꼭 직접 

쓰레기 분리장으로 오셔서  버려주십시오.  

 
 
 
월~금요일 8:30~12:00, 13:00~15:00 

토요일 ◼  제 3 일요일 8:30~12:00 
※신분증으로 주소를 확인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버리기에 대한 문의 

후지노미야시청 생활환경과 
TEL  0544- 22- 1137 

 
쓰레기 반입에 대한 문의 

후지노미야시청소센터 
(야마미야 3678-4) 

TEL  0544 -58 -2667 
 

수집 일자  

외국어 (영어, 스페인어, 포루투칼어 ,중국어, 한국어) 나 쉬운 일본어로 된 쓰레기를 버리는 일정표가 

있습니다.  생활환경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지나 의류등은 사시는 곳 가까운 곳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전기제품등 리사이클 법 대상의 전기제품의  

처리방법등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게재해 있습니다 

청소 센터 가정 쓰레기 버리는 날 

목요일 코스 韓国語 木曜日 

충전기 

위에 그림 사이즈를 넘는 쓰레기 


